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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란 토마스 주교 Ⅵ -  1955년 춘천교구의 교세

구인란 주교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톨릭대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학교를 운영할 

수도회를 물색하였고, 마침내 춘천에 여자대학을 설립하겠다는 성심 수녀회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성심 수녀회는 포교성성의 도움과 춘천교구의 재정 지원을 받아 1964년 3월 춘천에 대학 설립에 필

요한 부지(현 한림대학교 자리)를 마련하여 ‘성심여자대학’ 을 설립하였다. 또한, 선교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선교 수녀회를 유치하고자 1959년에 옛 교육원 건물을 건축해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를 교

구에서 활동하게 했고 그들의 양성을 주재용 신부에게 맡겼다.

구인란 주교는 유엔한국민사지원단(UN韓國民事支援團, United Nations Civil Assistance Command in 

Korea, UNCACK)에 관여하며 특별히 식량난 해결과 의료기관 설립을 통한 질병 퇴치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춘천에 성 골롬반 병원이 제일 먼저 지어졌고, 홍천과 강릉 등에도 병원을 건축하려는 계획

이 있었으나 원조의 발길이 끊기게 되어 건축이 이어지지 못해 아쉬워하였다. 그렇지만 훗날 춘천에 

이어 삼척과 강릉 등지에도 구 주교의 염원대로 병원을 설립하게 된다.

이처럼 전란으로 폐허가 된 춘천교구를 25년 동안 맡아서 헌신적인 노력으로 재건한 결과 8천여 

명의 신자가 5만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1957년 철원·학성동·정선, 1958년 간성·북평·문

막·울진, 1959년 김화, 1960년 단구동, 1961년 장성, 1962년 양덕원, 1965년 화천과 평창 등에 

본당을 신설하는 등 30여 개의 본당과 약 150개의 공소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1965년 3월 22일에

는 강원도 남부지역을 분리하여 원주교구를 분할·독립시키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 냈다.

1966년 2월 11일 구인란 주교는 70세의 노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현직에서 물러났다. 은퇴 후 자

신이 지은 영원한 도움의 성모회 수련원(옛 교육원)에서 거주하다가, 1968년 삼척의 성내동 본당 내에 

자신이 세우고 성 골롬반 외방 선교 수녀회가 운영하던 성 요셉 의원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그곳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목 활동을 하면서 말년을 보내던 중 극도의 심장 허약 증세 끝에 1970년 12월 

31일에 선종하였다. 구인란 주교의 유해는 1971년 1월 4일 성내동 본당 뒤뜰에 안장되었다가, 

1972년 4월, 춘천 죽림동 주교좌성당 성직자 묘역으로 이장되었다.

“나는 금년이나 내년에 성청에서 나의 짐(주교직)을 벗게 해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신에

게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언을 요청할 것입니다. 물러나게 되면 나는 현장의 어느 구

석에서 쓸모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한동안, 아마 이곳에 머물 것입니다.” (구인란 주교가 선교회 총장에게 

보낸 서한 중에서)



이현선 데니스 신부
갈말본당 주임

‘십계명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100주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신앙의 기쁨 속에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

는 십계명의 내용이지만 막상 선포되는 내용을 들을 때면 마음이 가볍지 않습니다. ‘계명’

이라는 단어가 지닌 무게감 때문일까요?

여행을 간다면 ‘재미있는 사람’ 과 ‘진지한 사람’ 중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식사를 

한다면 ‘재미있는 사람’ 과 ‘진지한 사람’ 중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따로 물어보지 않

아도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이라 생각해봅니다.

이야기가 재미가 없고 딱딱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졸음이 몰려옵니다. ‘어떤 것을 해야만 한

다.’ 라는 계명을 듣는 순간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명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마저 무겁고 딱딱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 방송 매체들은 기쁜 소식이라 불리는 복음 말씀을 어렵고, 무겁고, 딱딱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의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 불리는 이

유를 찾게 됩니다.

“너희는 말할 때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태 5,37)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세에게 전달된 10가지 하느님의 계명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늘어나서 613개의 율법이 됩

니다. ‘하느님 사랑’ 과 ‘이웃 사랑’ 이라는 근본적인 가르침에 인간적인 해석이 더해지고 불필요한 

허례허식이 덧붙여지면서 점점 더 무겁고 딱딱한 것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불필요한 말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계명 속에 담긴 

‘사랑’ 을 실천하고 그 ‘사랑’ 을 살아갑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가르침에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라고 답하는 우리라면, 십계명은 더는 무겁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

니다.

이 준비를 우리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03 말씀의 향기

‘십계명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 신앙의 첫 마음을 이루는 것은 무엇보다 ‘감사함’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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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사제 정기 인사

성     명 현 소임지 새 소임지

1 하 화 식 원로사제 묵호 협력사제

2 임 헌 규 요양 가평

3 강 성 구 솔올 겸 묵호주임 서리

4 정 기 원 내면 운천

5 윤 헌 식 묵호 대기

6 김 학 배 김화 사회사목국장

7 오 세 호 사회사목국장 K.L 교포사목(말레이시아)

8 김 길 상 휴양 성산

9 서 범 석 교동 내면

10 안 기 민 성소국장 겸 춘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장

11 김 주 영 교회사연구소장 겸 사목국장

12 차 흥 길 임당동 교동

13 고 봉 연 성산 임당동

14 김 충 연 안식년 갈말

15 박 재 현 가평 거두리

16 이 기 범 우두 조호바루 교포사목(말레이시아)

17 김 혜 종 사목국장 우두

18 김 근 오 K.L 교포사목 면직

19 원 용 훈 효자동, 청소년국장 면 청소년국장

20 오 대 석 운천 문화홍보국장 겸 전산담당

21 이 일 환 거두리 청소년국장

22 안 상 용 사회복지회 협력사제 가평꽃동네 파견

23 신 정 호 국내연학 겸 교회사연구소 부소장

24 김 현 국 문화홍보국장 트라이밸리 교포사목 준비

25 이 현 선 갈말 군종파견

26 권 오 명 요양 김화

27 장 윤 수 애막골 포천보좌

28 원 선 희 솔올 애막골보좌

29 방 상 훈 죽림동 솔올보좌

30 김 병 운 포천 죽림동보좌

천주교 춘천교구 교구장   김    운    회    루카 주교

†사랑으로 하나 되어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2020년 새해를 맞아 신자 공동체 모두가 참된 신앙을 살게 되도록 새로운 마음으
로 사목에 힘쓰시는 신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04 05

신앙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화되어 갑시다.

05 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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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의 십자가 수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송봉모 신부 지음·328면·1만4천원·바오로딸

송봉모 신부의 요한복음산책 시리즈 여섯 번째다. 요한 복음서 18-19장에 나오
는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에 드러난 신학적·영적 메시지를 다뤘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체포에서 무덤에 묻히실 때까지의 수난 과정을 4부로 나누어 각 순
간의 상하좌우, 외부와 내부까지 거의 모든 면을 이미지와 더불어 상세하게 살
펴본다는 데 있다. 수난사화를 마치 영화 장면처럼 상상할 수 있기에 성경 내용
이 독자에게 더 생생하게 다가간다. 특히 키드론 골짜기에 대한 설명을 보면 그
곳이 성경에 문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재하며 예수님이 건너가신 바로 
그곳이라는 생각에 색다른 감동이 밀려온다. 이 외에도 관련된 명화, 팔레스티
나 무덤 사진 등 시각 자료가 독자의 책 내용 이해를 돕는다. 

내 삶에 열린 하늘
한민택 신부 지음·224면·1만3천원·생활성서

신앙을 새로 시작하는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동안 전례와 미사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부담스러워하며 신앙생활을 해 왔다면, 이제 구태의
연한 신앙은 벗어 던지고 신앙의 새 봄을 맞이할 때이다. 신앙생활에서 기쁨이 없
다면, 신앙은 삶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뿐더러 활력 없는 삶으로 이어지고 만다. 
신앙으로 삶을 새롭게 ‘디자인’ 한다면 삶의 매 순간 하느님 나라를 발견하며 인
생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저자 한민택(바오로, 수원가톨릭대학교 교
수, 기초신학 박사) 신부는 자신의 생각에 의문을 던지며, 타인의 말과 생각에서 조
금씩 자유로워졌던 체험, 단 한 번도 의문시하지 않았던 수많은 말과 생각에 물
음을 던지며 자신의 생각을 다듬어 갔던 체험을 독자들과 나누고자 한다.

하느님의 뜻을 확인하는 다섯 가지 질문 결정을 앞둔 당신에게 
마이클 스캔란 신부 지음·안기민 신부 옮김·184면·1만3천8백원·가톨릭출판사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결정을 한다. 그중에는 즉시 답을 내릴 수 있는 쉬
운 결정도 있지만, 몇 날 며칠이 가도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어려운 결정도 있
을 것이다. 그럴 때면 우리는 막막한 마음에 이렇게 질문을 하곤 한다. “하느님,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결정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간절히 기다렸던 
이들을 위해 이 책이 출간되었다. 우리는 작은 표징이나 조언 한마디에도 쉽게 흔
들릴 수 있다. 그럴 때마다 어려운 결정에 용기 있게 한 발 내딛을 수 있도록 이 
책은 길을 제시해 준다. 저자의 생생한 경험담, 그가 상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의 결정에 더욱 사려 깊은 자세로 임할 수 있을 것이다. 즉흥적으
로 결정했던 사람들도, 오래 고민하느라 기회를 놓쳤던 사람들도 이제 단단히 중
심을 잡고, 주님을 믿고 힘차게 나아가게 될 것이다. 

신간 도서 소개



비난보다는 기도 안에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에 대한 원망보다는 고마움을 더 찾읍시다.

재속 프란치스코회 월모임
2. 16(주일) 13:30, 강릉 주문진성당

사회복지회 후원회 미사
2. 17(월) 10시, 사회복지회관 경당

제52차 사회복지법인 정기 이사회
2. 19(수) 14시, 사회복지회관

렉시오 디비나(성독)
2. 19(수) 10시 접수 - 16시 미사
☎ 010-3062-3923 문의

춘천교구 성령쇄신봉사회/장소: 운교동소성당

상설기도회: 2. 18(화) 19시 - 22:30

강사:이상기(서울) 미사: 안수일 신부

ME 본당대표 간담회
3. 14(토) 10 - 17시, 애막골성당

2020 춘천교구 꾸르실료 정기 총회
3. 14(토) 10:30, 말딩회관 3층 꾸르실료 사무국
대상: 각 본당 울뜨레야 간사 및 사무국 임
원/ 내용: 예산 및 사업결과, 사업계획 심
의, 사무국 22대 주간 및 임원 선출
☎ 010-8378-9041 문의

영북지구(설악산) 운전기사사도회 월례회
매월 세번째(수), 19:30 미사 후 회합
장소: 교동성당 ☎ 010-5005-5499 총무

춘천교구 운전기사사도회 월모임
매월 세번째(목), 18시 회합 후 19시 미사 
운교동성당/ 회원모집 ☎ 010-2530-8453 회장

춘천교구 가톨릭 상담실 운영 안내
심리, 신앙, 부부, 자녀, 아동 상담 실시
춘천: 화-금/ 영동: 월-금(10-17시 이용가능)
☎ 033-253-6006 춘천, 645-6016 영동

성경 통독 일기 (수정판)
내용: 신·구약 성경 전체
가격: 권당 2,000원
판매: 각 본당
☎ 033-240-6020 문의 사목국 성경부

교구 제단체·모임·미사·피정·교육

교구 일정
송별미사: 2. 16(주일)

인수인계: 2. 18(화) 교구청 대회의실

각 지구 예비신학생 모임
춘천·남춘천지구: 2. 16(주일) 14시, 죽림동성당
중부지구: 2. 16(주일) 14시, 홍천성당

서부지구: 2. 23(주일) 14시, 운천성당

2020년 1학기 ‘여정’ 성경 공부
3월 첫주간~6월 마지막주간(주1회 요일 선택)

회비: 과목당 춘천 4만원, 영동 2만원(교재별도)

<오전반> 10-12시
3. 2 (월) 개강, 요한복음(춘천 가톨릭회관)

3. 5 (목) 개강, 예언서(춘천 퇴계성당)

<저녁반> 19-21시
3. 3 (화) 개강, 요한복음(춘천 가톨릭회관)

<영동반> 매월 둘째주 금요일 13:30-16시
3. 13 (금) 개강, 예언서(강릉 입암성당)

☎ 033-240-6020 문의 사목국성경부

사제 영명축일 축하드립니다!
2. 18(화) 시메온
박재현 신부(가평성당 주임) 

교구 소식 및 교회 알림

본   당   알   림

홍천성당 지휘자 구함
교중미사 지휘자/ 교통비·실비 지급

☎ 033-433-1026 문의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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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천 한 우
1++최상급 한우구이 전문점

점심특선 한우불고기 명품 정식
한우 소머리 사골 곰탕

춘천시 동면 장학리 786-3번지
☎ 033-257-0205 노윤정 모데스타

이 롬 치 과
환자를 우선시하는 수준 높은 진료
춘천 CGV 대각선 길건너편 3층

교우 우대
☎ 033-910-0033
신동휘 아우구스티노

함경도 아바이 젓갈
한국인의 밥상 KBS 1TV 촬영
가자미식해 촬영지/ 가자미식해,

명태 식해, 명란, 창란 외 각종 젓갈
☎ 632-6561, 010-3341-0470

양수근 임마누엘·박순옥 임마누엘라

독일 디지털 보청기
동서 의료기 백화점

☎ 033-647-6063(강릉 임당동)

☎ 033-531-7887(동해 묵호동)

우명숙 글라라·김길영 마르티노

130차 ME주말
2. 21(금) ~ 2. 23(주일), 가톨릭회관

여성연합회 임원연수
2. 21(금) ~ 2. 22(토), 옥계 수련원

교구평협 상임위원회
2. 22(토), 춘천 말딩회관 3층 회의실

2020년도 명도학당 1학기 수강생 모집
주제: 성경이해를 위한 이스라엘의 지리
와 역사(오경택 안셀모 신부-퇴계성당)
대상: 전 신자 / 기간: 3. 16(월) ~ 6. 8(월) 
10주 + 특별공개강좌 2주, 가톨릭회관 1
층 강의실 / 매주(월) 19:30 - 21:30 
수강료: 8만원(학기당) 선착순 140명
수강신청방법: 각 본당에 비치된 신청서 양식
을 작성하여 본당 일괄 신청, 본당 사제가 추천
한 가톨릭교회 교리교사 수강료 50% 감면
접수기간: 2. 1(토) ~ 28(금)
접수처: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033-243-4416, F. 033-253-8586

예리코클리닉 차량이용 협조자 구합니다.
예리코클리닉(외국인 노동자 무료진료)을 위해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승합차 소유자·단체·
기관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협조사항: 차량지원, 차량 및 운전봉사(승합

차이상 차량)/ 이용시간: 매월 1·3주 12시-17시
☎ 033-264-5011 한삶의집/010-5368-2750 문의

사별자모임(샘물) 10기 신청
사별로 인한 슬픔과 고통을 건강하게 극
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3. 25(수)부터 8주간, 매주 수요일 13:30
부활성당 추모관 3층 강당/ 선착순 10명
☎ 033-251-7073 문의

교구 소식 및 교회 알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매일 밤 9시에

주모경을 함께 바칩니다.

(2019. 12. 1 ~ 2020. 11. 28)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2020년을 맞이하며

공  토 마 스  신 부  1 1 주 기

생년월일 : 1919. 10. 31
서 품 일 : 1943. 12. 21
선 종 일 : 2009. 02. 19   



라파엘여행사 ☎ 02-778-8565
3. 4(수) 스페인, 포르투갈 10일(299만원)  

3. 12(목) 이탈리아 9일(279만원)  
3. 27(금) 다낭성모님발현지 5일(129만원)

4. 20 / 5. 6 이스라엘, 요르단 10일(299만원)

가톨릭여행사 ☎ 010-5235-3533
3. 19(목) 이스라엘 9일 (375만원)

4. 20(월) 이탈리아·이스라엘 12일(415만원)

4. 20(월) 유럽4개국 성모님발현지 12일(375만원)

4. 21(화) 이스라엘·요르단 11일(425만원)

5. 18(월) 터키·그리스 12일(385만원)

가톨릭관동대 평생교육원

‘배움으로 행복채우기’수강생 모집 안내
ICT, 교양, 취미, 전문자격증 등 다양한 교육과
정 제공/ 강원지역최초 이콘(ICON)수업 개설
신청: 2. 10 ~ 2. 28/수강기간: 3. 9 ~ 6. 19
☎ 033-649-7192/ lifelong.cku.ac.kr

마르코 국내 성지순례
제주 성지순례 3박4일: 32만원, 각지역 공
항출발, 미사 4회, 신부님동행, 특2급 호텔
국내성지순례 1박2일: 15개교구 전국 167개 
성지 1박2일 15만원, 서울성지 24곳 1박2일 18
만원, 매월 출발 ☎ 010-5150-2625 문의

분도여행사 
3. 28 청년 이스라엘 순례 (1980년 4월 1일 

이후 출생자) KE(349만원, 8박9일)

4. 21 이스라엘·요르단 KE(419만원, 10박11일)

4. 28 유럽 성모 발현지 (410만원, 12박13일)

*공동경비 포함* ☎ 02-852-8525

일   반   알   림

살레시오회 돈보스코직업학교 학생모집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기간: 2020. 3 ~ 12월(2월 예비학교)
혜택: 교육비 전액 무료, 수당 지급, 취업
(최근 5년 평균 취업률 93.3%)

☎ 02-828-3600/www.donbosco.ac.kr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3. 23(월) 터키·그리스 12일(370만원)

4. 13 이탈리아수도원순례 및 명소탐방 12일(370만원)

5. 25(월) 베트남 성모성지(다낭·라방) 5일(130만원)

6. 1(월) 발칸 3국 및 메주고리예 11일(370만원)

☎ 02-722-8366 (주)크로바여행사

세속의 언어가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답게 신앙의 언어로 이야기 합시다.

07

가람 익스프레스

일반, 포장, 보관이사, 전문업체
항상 미소짓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합니다.

☎ 244-2439, 010-9125-2828

강길훈·김경옥 비르짓다

스타키보청기
춘천난청센터

청력검사/ 난청상담/ 보청기상담
춘천 이마트 건너편 위치

☎ 033-251-3131

김형근 프란치스코

춘천교구 설정 80주년 기념

    달력 사진 공모전

춘천교구 설정 80년, 우리들의 모습들

촬영 기간: 2018. 12. 1 ~ 2020. 6. 30

접수 기간: 2020. 6. 1 ~ 7. 10

응모 방법: ccdiocmedia@gmail.com 

주최: 문화홍보국·후원: 춘천가톨릭신협

영순네 횟집
국내산·자연산 활어회 전문
물회, 매운탕, 회덮밥, 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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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차 정기총회 안내 ◈

일시: 2. 21(금) 11시
장소: 죽림동 주교좌성당

조합원님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며
당일 업무는 휴무합니다.

☎ 033-255-6742 춘천가톨릭신협

일   반   알   림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인지학습치료사)채용공고
함께 근무 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인지학습치료사 1명/ 서류심사 및 면접
홈페이지 www.gncaritas.org
☎ 033-643-1801~3 문의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일자리 사업(참여형)참여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시간: 월 56
시간/ 급여: 481,040원(개인부담금 제외 후 지급)

☎ 070-4142-4363 사회활동지원팀
굿자기프렌드 도예체험 이용자 모집
대상: 지역주민 누구나
내용: 흙을 주제로 즐겁게 활동하는 <흙놀
이>, 전문가처럼 제작과정을 배우는 <제작>
☎ 033-262-0035 사회활동지원팀

아기돌봄 및 옷방정리 봉사자 모집
주 1회 2시간(주중) 봉사하실 분
☎033-264-0194 마리아의 집

수도회 수사신부님들과 함께하는
몬띠노인요양원 입소자 모집
대상: 장기요양1-5등급(시설급여)을받으신분
운영: 마리아의아들수도회(사회복지법인바다의별)

☎ 033-458-9422 몬띠노인요양원

강원도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과 학업을 도와드립니다
대상: 만9 - 24세 학교 밖 청소년
내용: 학업·사회진출지원, 문화 및 직업
체험, 자기계발 프로그램, 건강검진
☎ 033-257-9805 박진영 상담원

밀알일터와 함께 할 직업적응 훈련생 모집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밀알일터
대상: 등록장애인, 기간: 연중 수시, 만18세 
이상, 인원 00명 ☎ 033-261-7112 문의

인   준   시   설

르노삼성자동차
춘천지점

QM6,SM6-10년이상노후차교체 최대450할인

초저리1.9%,스마트할부(400~900선입금시 월10만원대)

마스타(화물, 승합 13·15인승), LPG 누구나 구입가능
신차/소형SUV XM3! 2월출시예정
☎ 010-5484-7785 팀장 양중호 야고보

온누리통합복지센터
주간보호(장기요양1~6등급)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차량목욕
춘천시 동면 만천리 가톨릭회관 입구 사거리

☎ 033-255-6665, 254-6665

조규경 안젤라·김일규 요아킴·이누리 노엘라

수맥 흙 침대
30년 공장직영, 황토소파

주보지참 교우 우대

☎ 1588-5335

이백 베드로

종합광고 알파피앤디
간판/ 현수막/ 표지판/ 성가안내판 
LED전광판/ 기념품/ 감사패/ 명함
포스터/ 스티커/ 1톤스카이 보유·임대
☎ 033-262-8555, 010-7308-8555

김요섭 요셉

디모테오꿈마을요양원 모집
주간보호 어르신(장기요양등급자)
시설 요양보호사(요양보호사자격증 소지자)
☎ 033-673-0933~4 양양군 양양읍

주보 상호광고 접수 모집

광고기간: 3개월 / 6개월
구비서류: 교적사본,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www.cccatholic.or.kr

*금액 및 자세한 내용은 ‘신청서’ 참고

☎ 033-240-6012 문화홍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