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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목회                                    설립년도 : 1967년

- 회원 : 20명 / 총회장 김주무 바오로, 총무 김종하 베드로  

사목봉사자 연수(2014. 6.15)

 

사목봉사자 연수(20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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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목봉사자 연수(2016)

2017년 사목 봉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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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역                                      설립년도 : 1967년

- 회원 : 23명 / 여성총구역장 김삼미 수산나, 총무 김종춘 효주아녜스 

구역장·반장 성지순례(2015.4.24.)

구역장·반장 성지순례(2017)

구역장·반장 성지순례(2014)

 
구역장·반장 피정(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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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사단

(1) 어린이 복사단                                                                설립년도 : 1967년

2015 

 
2015

2016

 
20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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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인 복사단                                                          설립년도 : 1993년

- 단원 : 6명 / 단장 김우식 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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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대회                                   설립년도 : 2014년

- 회원 : 11명 / 회장 김경연 베로니카, 총무, 김영희 로사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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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례단                                     설립년도 : 1967년

- 단원 : 27명 / 단장: 홍영숙 안나, 총무: 김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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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체분배단                                설립년도 : 2014년

- 단원 : 25명 / 단장: 조한흥 아만도

2016.2.28

 
2016.2.28

2016.2.28

 
2016.2.28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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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가대

20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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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실성가대                                                           설립년도 : 1975년

- 단원: 25명 / 단장 박필순 사무엘라, 지휘자 유기창 요셉, 반주자 김혜원 베로니카

2016

 
2017

2017

 
20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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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리아 성가대                                                        설립년도 : 1975년

- 단원 : 15명 / 단장 한선미 로즈마리, 지휘자 신지은 아녜스, 반주자 김혜원 베로니카

2017

 
20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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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일학교

 (1) 유초등부 주일학교

2014. 아가별 잔치

2015 저학년 봄 소풍

 
2015 고학년 여름캠프

2016 아가별 잔치

 
2014.2. 주일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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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고등부 주일학교

 
2014.1.겨울피정 2014.7.18. 여름캠프

  
2014.10.19. 가을소풍 2014.10.19. 가을소풍

 

2014.10.19. 가을소풍

2015.5.17. 봄소품 2015.12. 씨알의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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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17. Catholic Youth Day

 
2016. 서천학 여름캠프

 
2016. 서천학 여름캠프

2016.1. 겨울피정

 2017.9.3. 50주년 기념미사후 추기경님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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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초등부 교사회                                               

-교사: 4명 / 교감: 노지민 요셉피나                                        

 

(4) 중고등부 교사회                                               

-교사: 6명 / 교감: 손종호 아오스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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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일학교 교사 장기 근속 표창(2017)

 

 
(6) 중고등부 자모회                                                        설립년도 : 2003년

-회원: 15명 / 회장 구혜정 베로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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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청년회

2014

(1) 복사단(아미쿠스)                                                       설립년도 : 2003년

- 단원: 15명 / 단장 김명희 미카엘라, 부단장 조세호 아시시프란치스코  

2014

 

2016

20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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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례단(케리그마)                                                      설립년도 : 2005년

- 단원: 17명 / 단장 김재윤 루시아, 부단장 이연희 로셀리나
(3) 봉사단(위드)                                                          설립년도 : 2007년

- 단원: 37명 / 단장 박주하 페르페뚜아, 부단장 정선화 효임골롬바 

전례단(케리그마, 2014)

 
전례단(케리그마, 2016)

전례단(케리그마, 2017)

 
봉사단(위드, 2014.5) 

  

봉사단(위드, 2016.10)

 
봉사단(위드, 2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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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가대(엠마우스)                                                      설립년도 : 1970년

-단원: 23명/ 단장 이정민 엘리사벳, 지휘자 신지은 아녜스, 반주자 전성원 요한마리아비안네

2016

2017



제3편 본당의 단체들 285

(5) 레지오                                                        설립년도 : 1976년 4월 6일

- 단원: 5명 / 단장 김광준 돈보스코, 부단장 이선호 아카, 서기 김서영 첼리나, 회계 손미연 아녜스

2015

 
2016.10

2017

 
2017

(6) 성서모임                                                             설립년도 : 1994년

- 회원: 29명 / 대표봉사자 이나영 미카엘라 , 부대표봉사자 조해인 글라라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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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빈첸시오회                                설립년도 : 1970년

- 회원: 4명 / 회장 김대규 베드로, 부회장 유병윤 대건안드레아, 총무 김장훈 알로이시오

 

 

 



제3편 본당의 단체들 287

11. 성경통독반                                설립년도 :1996년  

- 회원: 25명 /대표봉사자 원주아 아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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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명수호위원회                            설립년도 : 2006년

- 회원 : 14명 / 회장 박필순 사무엘라, 총무 이수진 안젤라

교구생명미사 후(2012.12)

 
용인낙태자의묘 참배(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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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성소후원회                                설립년도 : 1986년

- 회원: 95명 / 회장 조영자 화라, 부회장 양미순 세실리아, 서기 최혜원 골롬바, 
                회계 이영희 카타리나

최프란치스카 서원식(2017)

 

성소자 부모님들(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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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시니어아카데미                            설립년도 : 1993년

- 학생: 51명 /학장 장윤실 마리아, 부학장 윤완제 아도  

2014.4. 경주여행

 
2016.5. 성모성월 기도

2016.5. 성모의 달 행사 

  

2017. 소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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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연령회                                   설립년도 : 1988년

- 회원: 29명 / 회장 윤규현 암브로시오, 부회장 박인호 방지가, 김광자 모니카, 장옥자 아녜스,  
                총무 김정자 로사  

죽산성지 순례(2015) 

16. 사도회                                  설립년도 : 1976년 

- 회원 : 22명 / 회장 고성욱 요셉, 총무 최차수 사비노   

행주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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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성모회                                   설립년도 : 1982년

- 회원 : 41명 / 회장 홍영자 세실리아 , 부회장 고명숙 베로니카 , 총무 양창각 아녜스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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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울뜨레야(Ultreya)                             설립년도 : 1979년 1월

- 꾸르실리스따 : 80명/ 간사 김중근 스테파노, 부간사 박필순 사무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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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레지오

(1) 순교자의 모후 꾸리아                                         설립년도 : 1976년 3월 13일

- 꾸리아직속 : 꼬미시움직속 3팀, 쁘레시디움 18팀,  
단장 조정희 데레사, 부단장 조명숙 율리안나, 서기 김대훈 유스티노, 회계 현연숙 세실리아

 

2017(꾸리아 간부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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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꾸리아 연차총친목회

2015

 

2015

2017

20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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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치에스 행사(201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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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꾸리아 성지순례

2016, 천호성지

 
2016, 천호성지

2017.5.28, 단내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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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꾸리아직속. 천상의 모후 Pr.                                    설립년도 : 2007년 2월 15일

- 단원 : 6명 / 단장 권혜경 요셉피나, 부단장 안혜숙 젬마, 서기 유봉숙 글라라, 회계 송영미 로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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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꾸리아직속. 성실하신 동정녀 Pr.                              설립년도 :  1989년 12월 14일

- 단원 : 9명 / 단장 심사영 요안나, 부단장 조여행 소화데레사, 서기 이성숙 로사, 회계 김인숙 안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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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꾸리아직속. 예언자의 모후 Pr.                                 설립년도 : 1993년 3월 14일 

- 단원 : 6명 / 단장 이연순 레지나, 부단장 윤옥희 (대)데레사, 서기 안현정 도미니카, 
               회계 김창순 실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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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순결하신 모후 Pr.                                             설립년도 : 1981년 6월 10일

- 단원 : 6명 / 단장 정미진자 마리아, 부단장 배점숙 카타리나, 서기 박향자 율리안나, 
               회계 박인호 방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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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비하신 모후 Pr.                                              설립년도 : 1981년 9월 3일

- 단원 : 8명 / 단장 장옥자 아녜스, 부단장 이금춘 모니카, 서기 황인자 율리안나, 회계 김정자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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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도들의 모후 Pr.                                              설립년도 : 1983년 2월 4일

- 단원 : 9명 / 단장 정용철 바오로, 부단장 김영대 토마스, 서기 권구병 베드로, 회계 백종덕 시메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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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랑하올 모후 Pr.                                              설립년도 : 1984년 2월 8일

- 단원 : 9명 / 단장 박영애 실비아, 부단장 유인성 안나, 서기 현연숙 세실리아, 회계 홍영애 아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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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비로운 그릇 Pr.                                             설립년도 : 1984년 11월 20일

- 단원 : 6명 / 단장 김중근 스테파노, 부단장 : 김주무 바오로, 서기 이상준 이시돌, 회계 황규영 베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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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천사의 모후 Pr.                                                 설립년도 : 1986년 1월 4일

- 단원 : 8명 / 단장 조명숙 율리안나, 부단장 홍순화 마리아, 서기 김애란 프란치스카, 
               회계 천은진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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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영원한 도움의 모후 Pr.                                        설립년도 : 1986년 5월 6일

- 단원 : 9명 / 단장 이문자 소피아, 부단장 조원환 마리안나, 서기 심연이 아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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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원죄없으신 모후 Pr.                                          설립년도 : 1986년 11월 5일

- 단원 : 11명 / 단장 오재호 펠릭스, 부단장 유민호 세베리노, 서기 박민순 스테파노, 
                회계 안승옥 시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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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애덕의 모후 Pr.                                              설립년도 : 1987년 8월 18일

- 단원 : 6명 / 단장 이만순 아네스, 부단장 김영희 스텔라, 서기 유옥연 아네스, 
               회계 현희순 경련베네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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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인자하신 모후 Pr.                                            설립년도 : 1987년 8월 27일

- 단원 : 11명 / 단장 장미원아네스, 부단장 장연희 아가다, 서기 이근선베로니카, 
                회계 이명옥 로즈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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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의의 모후 Pr.                                              설립년도 : 1988년 9월 15일

- 단원 : 7명 / 단장 홍기세 시몬, 부단장 조한흥 아만도, 서기 장인수 프란치스코, 
               회계 박인길 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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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하늘의 문 Pr.                                                설립년도 : 1990년 5월 30일

- 단원 : 8명 / 단장 조영자 화라, 부단장 이옥순 세실리아, 서기 조인숙 엘리사벳, 
               회계 권병희 율리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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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그리스도의 어머니 Pr.                                         설립년도 : 1991년 3월 27일

- 단원 : 6명 / 단장 장복순 베로니카, 부단장 김혜순 마리아, 서기 조옥현 마리아, 
               회계 김현자 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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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증거자의 모후 Pr.                                             설립년도 : 1992년 9월 5일

- 단원 : 10명 / 단장 한성익 스테파노, 부단장 최종문 바오로, 서기 김석순 세례자 요한, 
                회계 김대훈 유스티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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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티 없으신 어머니 Pr.                                           설립년도 : 1993년 6월 9일

- 단원 : 7명 / 단장 홍영자 세실리아, 부단장 김정순 요셉피나, 서기 양창각아네스, 
               회계 조옥련 데레사

 

 

 

아치에스 행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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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은총의 샘 Pr.                                                 설립년도 : 1994년 3월 9일

- 총 단원 : 9명 / 단장 이영희 비비안나, 부단장 박순옥 안나, 서기 최정숙 베로니카, 
                  회계 윤봉예 미카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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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은총의 어머니 Pr.                                              설립년도 : 1995년 4월 4일

- 총 단원 : 7명 / 단장 김정자 로사, 부단장 최이자 소피아, 서기 진순희 마리아, 
                  회계 김영중 수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