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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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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4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25길 12 ☎ 326-1784․1785(팩스)
주임신부 : 이종남 라이문도 326-1781

부주임신부 : 홍웅기 아우구스티노 326-1782

전교수녀 : 임 바드리시아. 이 아녜스 326-1783
사목회장 : 임영근 모세 010-9410-5409 연령회장 : 오재호 펠릭스010-3719-9720

성무 안내

토
요
일

18:00 (일 반) 병자성사 신청 시 수시로

주

일

06:00 (일 반)

09:30 (주일학교)

11:00 (교 중)

18:00 (청 년)

봉성체 매월 마지막 금요일

유아세례
3월.6월.9월.12월
첫 토요일 오후2시

혼인면담 1개월 전 신청

축복식 신청시 수시로

평

일

06시 월
10시 화. 수. 목. 금. 토
19:30 (화, 수, 목)

주일학교(교리) 안내

주일학교 주일 10:30-11;30
성모신심미사 : 첫 주 토 10시
성시간 : 매월 첫 목 19:30 미사

고해성사 : 매 미사 20분 전 성소개발비
성소자 지원을 위한
교무금1개월더하기 (년)

† 교무금  †
 교회 유지를 위해 신자들이 의무적으로 교회에 내는 봉

헌금 입니다, 교무금은 가족 구성원중 신자인 가족 구성

원들의 총 수입의 일정 비율을 내야 합니다.

(재)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국 민 : 032-25-0013-402  · 우 리 : 1005-101-115034

하느님의 몫 봉헌

(교무금, 감사헌금은 계좌이체와 은행수납 가능 - 1층 게시판 참조)

  교 무 금..............................................9,770,000

  주일헌금..............................................2,283,500

  교황주일 2차헌금................................1,260,000

  감사헌금..............................................1,370,000

  김평중 스테파노..300,000 김훈재 안드레아.....1,000,000

  익 명........................................................70,000

  성전문 교체 봉헌금    

  고승진 마리안나..100,000 이도영⋅우화원..1,000,000  
  조명신 라파엘................................................500,000  

미 사 성 가 (변경 될 수 있음)    입 당  25 봉  헌  48.  217 성 체  496, 174 파 견  78

☞ 방역지침에 따른 미사참례 안내
 7월1일부터 변경 적용되는 방역지침에 따른 미사

참례가 30% 적용하여 성전 150명, 대건관 30명, 

교리실 15명, 하상관 30명 같은 시간대에 225명

이 함께 참석 하실 수 있습니다.

☞ 김대건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희년 묵주기도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기념희년으로 시작

된 묵주기도 100만단 바치기가 200만단을 목표로 

기간을 연장하여 9월12일 주일까지 함께 바치며, 

9월19일 주일 교중미사중에 봉헌 합니다.

☞ 김대건신부 탄생 200주년 도보순례, 필사

 김대건신부님과 함께하는 순례안내 책자를 1부씩 

가져가셔서 순례와 기도에 함께하여 주시고, 구역

에서 함께하고 있는 김대건신부님의 23번째 옥중

서간 필사에도 많이 참여하여 주십시오. 

☞ 구역 소공동체 소식

 1) 변경된 주소와 연락처 수정
 교적의 주소와 연락처가 있을 때에는 바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교무금 책정

 전입을 오신 세대에서는 교무금 통장을 본당사무
실에서 발급을 받으시고 책정을 하지 못한 가정에
서는 신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본당 통장으
로 입금시에는 전 본당으로 입금 처리가 됩니다. 

☞ 성전문 교체와 스테인드글라스 보수

 교우분들의 협조와 봉헌으로 성전문이 아름답게 

교체 되었으며, 제대뒤편과 고해소, 피엣다성모님

상 뒤편의 스테인드글라스가 보수되고 있습니다. 

성전문과 시설물 보수에 함께 해 주시는 모든 교우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교무금, 성소개발비 신립과 납입요청

 교무금 신립과 교무금 1개월 더내기 성소자 양성

을 위한 성소개발비도 함께 납입을 해 주시기 바

랍니다. 

☞ 청년 전례단원 모집
 해설, 독서, 보편지향기도 등 청년미사에서 전례

봉사를 하는 성실하고 밝은 청년전례봉사자를 모집

합니다.

   단 장 : 김연후 힐라리오 010-9907-8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