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가족 현황 카드 (Family Information)
세대 정보 (Household Information)
성당 고유번호 (Church ID)
구역 (District) *
성명 (Korean Name) *
영문 이름 (English Name) *
주소 (Address) *

교무금 고유번호 (Tithe ID)
반 (Small Group) *
세대 고유번호 (Household ID)
집전화 (Home Phone) *
휴대전화 (Cell Phone) *

시 (Address) *

우편번호 (Zipcode) *

구성원 정보 (Member Information)
성명 (Korean Name) *
영문 이름 (English Name)
본명 (Baptismal Name)
관계 (Relationship) *
휴대전화 (Cell Phone)
이메일 (E-Mail)
영세/견진 (Status) *
(1) 견진 (Confirmed)
(2) 영세 (Baptized)
(3) 비영세 (None)

단체 가입 (Clubs) *

반모임/주일학교 (Meeting Attendance) *
(1) 적극 참석 (Regular)
(2) 가끔 참석 (Occasional)
(3) 참석 않음 (None)

봉사 이력 (Service History) 주일미사 (Missal Attendance) *
사목 (Ministry)
구역 (District)
단체 (Club)
학교 (School)
성명 (Korean Name) *
영문 이름 (English Name)
본명 (Baptismal Name)
관계 (Relationship) *
휴대전화 (Cell Phone)
이메일 (E-Mail)
영세/견진 (Status) *

(1) 견진 (Confirmed)
(2) 영세 (Baptized)
(3) 비영세 (None)

(1) 본당 참석 (Regular at HKMCC)
(2) 미국 성당 (Regular at Other Church)
(3) 가끔 참석 (Occasional)
(4) 참석 않음 (None)

단체 가입 (Clubs) *

반모임/주일학교 (Meeting Attendance) *

(1) 적극 참석 (Regular)
(2) 가끔 참석 (Occasional)
(3) 참석 않음 (None)

봉사 이력 (Service History) 주일미사 (Missal Attendance) *
사목 (Ministry)
구역 (District)
단체 (Club)
학교 (School)

연령별 단체 (Age Clubs)
레지오(Legio Mariae)
빈첸시오 (St. Vincent de Paul)
울뜨레아
성령기도회
재속프란치스코 (OFS)
성모회
ME (Marriage Encounter)
띠앗 (Tiat)
Lifeteen
성가대 (Choir)
전례단 (Liturgy)
주일학교 (Sunday School)
한국학교 (Korean School)

(1) 본당 참석 (Regular at HKMCC)
(2) 미국 성당 (Regular at Other Church)
(3) 가끔 참석 (Occasional)
(4) 참석 않음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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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단체 (Age Clubs)
레지오(Legio Mariae)
빈첸시오 (St. Vincent de Paul)
울뜨레아
성령기도회
재속프란치스코 (OFS)
성모회
ME (Marriage Encounter)
띠앗 (Tiat)
Lifeteen
성가대 (Choir)
전례단 (Liturgy)
주일학교 (Sunday School)
한국학교 (Korean School)

* 필수 입력 (Required)

성명 (Korean Name) *
영문 이름 (English Name)
본명 (Baptismal Name)
관계 (Relationship) *
휴대전화 (Cell Phone)
이메일 (E-Mail)
영세/견진 (Status) *
(1) 견진 (Confirmed)
(2) 영세 (Baptized)
(3) 비영세 (None)

단체 가입 (Clubs) *

반모임/주일학교 (Meeting Attendance) *
(1) 적극 참석 (Regular)
(2) 가끔 참석 (Occasional)
(3) 참석 않음 (None)

봉사 이력 (Service History) 주일미사 (Missal Attendance) *
사목 (Ministry)
구역 (District)
단체 (Club)
학교 (School)

(1) 본당 참석 (Regular at HKMCC)
(2) 미국 성당 (Regular at Other Church)
(3) 가끔 참석 (Occasional)
(4) 참석 않음 (None)

성명 (Korean Name) *
영문 이름 (English Name)
본명 (Baptismal Name)
관계 (Relationship) *
휴대전화 (Cell Phone)
이메일 (E-Mail)
영세/견진 (Status) *
(1) 견진 (Confirmed)
(2) 영세 (Baptized)
(3) 비영세 (None)

단체 가입 (Clubs) *

반모임/주일학교 (Meeting Attendance) *
(1) 적극 참석 (Regular)
(2) 가끔 참석 (Occasional)
(3) 참석 않음 (None)

봉사 이력 (Service History) 주일미사 (Missal Attendance) *
사목 (Ministry)
구역 (District)
단체 (Club)
학교 (School)

연령별 단체 (Age Clubs)
레지오(Legio Mariae)
빈첸시오 (St. Vincent de Paul)
울뜨레아
성령기도회
재속프란치스코 (OFS)
성모회
ME (Marriage Encounter)
띠앗 (Tiat)
Lifeteen
성가대 (Choir)
전례단 (Liturgy)
주일학교 (Sunday School)
한국학교 (Korean School)

(1) 본당 참석 (Regular at HKMCC)
(2) 미국 성당 (Regular at Other Church)
(3) 가끔 참석 (Occasional)
(4) 참석 않음 (None)

연령별 단체 (Age Clubs)
레지오(Legio Mariae)
빈첸시오 (St. Vincent de Paul)
울뜨레아
성령기도회
재속프란치스코 (OFS)
성모회
ME (Marriage Encounter)
띠앗 (Tiat)
Lifeteen
성가대 (Choir)
전례단 (Liturgy)
주일학교 (Sunday School)
한국학교 (Korean School)

반장님 의견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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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입력 (Requir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