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도의 생활화를 하는 가정과 본당 공동체”    “생활의 기도화를 하는 가정과 본당 공동체”

모친(박순자 발바라)喪에 기도와 미사를 드려주신

염수정 안드레아 전임 교구장님, 정순택 베드로 새

교구장님, 구요비 욥 주교님, 이기헌 베드로 의정부

교구장님, 손희송 베네딕도 주교님, 유경촌 티모테오

주교님, 수원교구장 이용훈 마티아 주교님과 미사와

문상에 함께 해 주신 모든 신부님들과 교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주임신부 이종남 라이문도와 가족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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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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펠릭스 010-3719-9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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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의 몫 봉헌

  교 무 금............................................11,425,000

  주일헌금..............................................2,344,210

  감사헌금..............................................1,170,000

  김소진 스텔라......30,000 김훈재 안드레아...1,000,000

  이경환 세례자요한...20,000 이부영 율리안나.........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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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자돕기 / 봉순복 실비아 100,000 

  익 명 80,000)

미 사 성 가 (변경 될 수 있음)    입  당  481 봉  헌  210. 211 성  체  151.  501 파  견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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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군장병과 수감자 위한 2차헌금

 오늘 국군장병과 수감자를 위한 2차헌금 봉헌이 
있습니다. 

☞ 자선주일 2차헌금

 다음주일(12일) 자선주일 2차헌금 봉헌이 있습니다.

☞ 은퇴를 앞둔 주임신부님을 위한 기도 봉헌

 이종남 라이문도 신부님을 위한 기도를 함께 바칩
니다. 언제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신부님을 위하
여 함께 기도를 바칩니다.

☞ 주임신부님 사제서품 46주년

12월8일은 사제서품을 받으신지 46주년이 되는 날
입니다. 주임신부님을 위하여 많은 기도 바랍니다.

☞ 성탄 판공성사
 대림절동안의 고해성사는 판공성사로 들어갑니다. 
성사를 보신분은 판공성사표를 적어 본당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 병자 영성체
 병자 영성체를 12월17일 금요일에 합니다. 구역
반장을 통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십시오.

☞ 사제서품 준비를 위한 후원금 접수

2022년 1월28일 사제품을 받을 고태경 마태오 
부제의 사제서품을 위하여 제의등 준비물을 준비하
기 위한 후원금을 성소후원회 또는 본당사무실로 

접수 받습니다. 

☞ 교무금, 성소개발비 신립과 납입안내
 교무금 신립과 교무금 1개월 더내기 성소자 양성

을 위한 성소개발비도 함께 납입을 해 주시기 바

랍니다. 

☞ 교무금 신립과 신년 달력 배부
 금년 교무금 정산과 신년도 교무금을 책정해 주시

고 신년 본당 달력을 받아 가십시오.

☞ 연말정산 간소화 갱신에 대한 안내
 교무금을 마무리 하시면서 연말안에 간소화 제출 

동의서 갱신과 기부금 영수증 관련 세대주 변경이 

필요하신 가정에서는 미리 변경을 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