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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마태오 성당
학부모 모임

2020년 10월 1일

오후 8시

모임 안건

1. 시작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2. 주일학교 등록 현황

3. 주일학교 출석 현황

4. 홈페이지 방문 권장

5. EMPOWERING GOD’S CHILDREN AND YOUNG PEOPLE

6. 첫 온라인 수업 평가및 건의사항

7. 로사리오 성월 - 묵주기도

8. 마침기도: 코로나 종식을 위한 기도와 영광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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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위한 기도

○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저희에게 귀한 자녀를 주시어

창조를 이어가게 하셨으니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길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 주님, 사랑하는 저희 자녀를

은총으로 보호하시어

세상 부패에 물들지 않게 하시며

온갖 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주일학교 등록 현황 / 첫 수업 출석

K/1: 5 7TH: 7

2ND: 2 (+3) 8TH: 8

3RD: 8 9TH: 4 9/20: 홀수반: 전원 출석

4TH: 5 10TH: 5 9/27: 짝수반: 2명 결석

5TH: 8 11TH: 1

6TH: 8 12TH: 6

36 + 31  =   67 37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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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OWERING GOD’S CHILDREN AND 
YOUNG PEOPLE

TOPIC FOR 2020-2021: THE FIVE SAFETY STEPS AND SAFE ADULTS

• 5 SAFETY RULES:

1. IT’S MY BODY!

2. SAY “NO”!

3. SAY “NO” AND “GET AWAY”

4. TELL A PARENT OR SAFE ADULT

5. IT’S NEVER MY FAULT!

• IDENTIFY SAFE AND UNSAFE TOUCHES

• 10월 중으로 계획하며 부모님들의 허가서가 작성이 필수

첫 온라인 수업 평가및 건의사항

1. 부모님 평가 (피드백)및 건의사항:

2. 부모님께 드리는 부탁:

1) 수업전에 아이의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격주 수업이므로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 진행 상황을

수시로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 기타 안건:

1) 교무금 책정및 납부 & 주일헌금 희사

2) 학부모님 모임 날짜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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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 마리아님,

언제나 구원과 희망의 표징으로 저희의 길을 밝혀 주소서.

병자의 치유이신 성모님, 

늘 굳은 믿음을 간직하시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하셨으니 저희도 성모님께 의탁하나이다.

저희의 구원이신 성모님,

갈릴래아 카나에서처럼 이 시련의 때가 지나고

다시 기쁨과 축제의 때가 찾아올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는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마련해 주실 것을 믿나이다.

거룩한 사랑의 성모님, 

저희가 아버지의 뜻을 충실히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몸소 저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저희의 슬픔을 떠안으시어 저희를 부활의 기쁨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에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아멘.  (영광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