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도의 생활화를 하는 가정과 본당 공동체”    “생활의 기도화를 하는 가정과 본당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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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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0,000

  주일헌금..............................................2,441,600

  감사헌금..............................................3,170,000

  문지영 소피아....500,000 박준화 요한다마세노1,000,000 

  유혁상 베드로.....200,000 장명자 프란치스카...1,000,000  

  이경희 세실리아.300,000 최난경 데레사.........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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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기금 안병기 마태오 1,000,000

  (노숙자돕기 / 김경수 미카엘라 1,000,000 

   박서이 루피나 100,000 박준화 요한다마세노 200,000 

   배지수 카타리나 1,000,000 익 명 200,000)

미 사 성 가 (변경 될 수 있음)    입  당  113 봉  헌  213. 235 성  체  178.  173 파  견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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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년미사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12/31(금) 2022. 1, 1(토)
오전10시 오전9시30분

오전11시
오후6시

송년 / 오후9시

 성탄과 새해를 축하드립니다.
-본당 사제, 수도자, 사목봉사자-

☞ 방역지침에 따른 미사참례

 정부 방역지침으로 인하여 2차까지 접종을 마친

교우분들은 70%, 미접종 포함은 30%가 함께 할 

수 있으며 본당에서는 현재대로 미사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 주임신부님 영명축하식

 이종남 라이문도 주임신부님 영명축일 축하식이 

다음주일(1월2일) 교중미사중에 있습니다. 주임신

부님을 위하여 많은 기도 바랍니다. 제출해 주신 

기도는 꼭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임을 앞둔 주임신부님을 위한 기도 봉헌

 사제생활 47년과 본당사제의 소임을 다하고 본당
을 떠나시게 되는 이종남 라이문도 주임신부님을 위
한 기도를 함께 바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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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림저금통

대림저금통은 교구 사회복지를 위하여 사용됩니

다. 대림저금통을 가져오지 못하신 분들은 본당사
무실로 가져와 주십시오.

☞ 송년미사와 천주의모친 성모마리아대축일 

☞ 교무금, 성소개발비 납입안내
 교무금, 성소개발비등은 미리 앞당겨 12월29일까

지 입금을 해 주셔야 연말정산에 어려움이 없습니

다. 은행에서 본당으로 2~3일정도 걸려 전달이 되

므로 늦을시에는 신년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 사골육수, 떡국 떡 판매
 사골육수(수육별도)를 판매하며 사전 주문도 받습

니다. 아래 연락처로 주문하여 주십시오.

 여성 총구역장 : 010-5880-3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