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229호                                             연중 제21주일                                     2021. 8. 22
 사  무  실   ☎ 798-8931     Fax  798-8934
 주․임․신․부  이종환 요셉   02-2096-0500
 본․당․수․녀  이 아넬라, 박 호스티아,  곽 정혜   02-2096-0505
 사․목․회․장  이성우 안토니오         010-3713-2999
 선종봉사회  이준식 요한             010-3715-9339
 교무금, 사회복지 후원금 계좌번호 :  569-106450-01-101 (우리)
                       예금주 : (재)천주교서울대교구 유지재단  04401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 39 (한남동) www.hannamdong.or.kr

미사

안내

토요일 (초등부 미사 쉼)   19시 (토요일 저녁 주일)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19시 고해 성사 매 미사 전

주 일 06시 (일반),  11시 (교중), 19시 (중ㆍ고등부, 청년) 봉성체 매월 첫 금요일 14시 유아 세례 홀수달 마지막 토요일 17시

평 일 월 06시 화 19시 수 06시 목, 금 10시 혼인 면담 사무실에 문의 예비신자 교리 -

내  용 일  자 담  당
견진교리 대상자 파악 9/5(주일) 까지 사무실
반별 대상자 연락 9/18(토) 까지 구역장 및 반장님

신청 및 접수 9/26(주일) 까지 봉사자
견진교리(4회)
20:00 ~ 20:50

9/28(화), 10/5(화) 
10/12(화), 10/19(화) 강사 신부님

견진성사 예식 연습 10/23(토) 20시 주임신부님
봉사자

견진성사 10/24(주일)
교중 미사 주교님

✜ 견진성사 준비 및 일정 안내 

✜ 수녀님 인사이동 
 · 본당 사회 사목 담당해주시는 황 엘리사 수녀  
   님께서 소임을 마치고 이동하셨고, 후임 사회   
  사목 담당으로 박 호스티아 수녀님께서 부임하  
  셨습니다. 감사와 환영의 인사 드립니다. 
 · 본당 수녀원에 함께 거주하시는 순천향병원 원  
  목 수녀님도 홍 아눈시아따 수녀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 코로나 관련 공지 사항 
 · 거리두기 4단계 기간이 우선 8월 22일(주일)까  
   지 확정입니다. 단계 변화가 생기면, 미사 중   
  공지사항 및 문자로 다시 알림 드리겠습니다.
 · 8월 22일까지의 미사는 현재의 방식대로 봉헌  
   됩니다. 매 미사 참석 인원이 19명 이하에서,  
   좌석 수의 10%로 변경되었고, 추가로 봉헌하  
   는 주일 오전 9:30 미사는 당분간 계속 유지됩  
   니다. 평일 미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참석하   
   실 수 있고, 주일 미사는 사전에 사무실로 신  
   청해 주시면 됩니다.
 · 토요일 오후 4시 어린이 미사는 8월 말까지 쉽  
   니다.
 · 혼배 미사와 장례 미사는 50인 미만 참석하여  
   봉헌합니다.

✜ 월례모임     
ㅇ · 사목회의 : 8월 29일(주일) 13시 30분

✜ 주일 교중미사 전례 봉사자
일시 해 설 제1독서 제2독서 봉 헌 

8/22 황미연 
카타리나

김경훈
프란치스코

조애연 
로 사 예물 봉헌

쉽니다.
8/29 한송연

수산나
이종혁
안젤로

박나현
리디아

✜ 주보접기･배부 및 주일 성전안내, 성전청소 봉사
내 용 일 시 담 당

주보 배부  8월 22일(주일) 4구역

주보 접기 8월 순교자들의 모후 Pr. 

교중미사 안내 8월 4구역 반장님

성전/지하1층 청소 8월 27일(금) 겸손하신 어머니 Pr.

셔틀차량 운행 봉사
8/22 이경철 베네딕도(010-7115-4971)

8/29 유기열 라파엘(010-5719-0211)

✜ 우리들의 정성 (8월 9일 – 8월 15일)   
 · 교 무 금 ·····································                1,710,000원
 · 주일헌금(성모승천대축일) ···········       1,765,500원
 · 감사헌금 ····································               3,000,000원
  윤덕순 안나 100만, 정규형 요한 100만, 익명 100만 
 · 사회복지후원금 ·····························        105,000원
   ㅇㅇ임병구 아타나시오 5천, 정규형 요한 10만 
 · 백신나눔 ·········································        50,000원


